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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본 논문에서는 지능 으로 폴링과 랜덤 속모드를 사용하는 RFID 충돌방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. 

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충돌방지 알고리즘은 태그의 교체율이 크지 않을 경우, 먼  이  인식

과정에서 성공 으로 식별한 태그들에 한 고유정보를 기억한 뒤 다음 인식 세션에서 그 고유 정보

를 활용하여 출석을 부르는 것처럼 경쟁 없이 태그들을 호출하여 빠르게 식별한다. 이  세션 

(session)에 비하여 많은 수의 태그가 교체되었으면 인식률이 하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랜덤 속

모드로 환하여 나머지 태그들을 읽어 낸다.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인식이력을 활용한 모드와 

랜덤 속 모드를 히 조합하여 운용하면 태그 인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특히, 주기 으로 

개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응용의 경우에 우수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.   

1. 서론 

   RFID에서의 충돌은 리더의 식별자 송 요청에 하

여, 다수의 태그가 동시에 응답하게 되면 태그들로부터 오

는 신호가 혼합되어 리더가 정확한 식별을 할 수 없게 되

는 상을 말한다. 리더가 정확하게 태그를 인식하기 해

서 리더와 태그간의 채  사용에 한 조정 역할을 하는 

로토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충돌방지 로토콜

(anti-collision protocol)이라고 한다[1][2].

 태그를 고속으로 인식하기 해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

는 RFID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상

태이다[2][3][4][5]. 그러나 기존의 충돌방지 로토콜은 태

그 집합에 한 인식 차를 반복하는 경우에 이  인식과

정에서 얻었던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재 읽어야할 태그

들이 항상 100% 새로운 태그라는 가정한다. 이 가정은 모

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. 만약 창고의 천장에 리더

가 고정되어 정기 으로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체크

하기 해 인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. 이 경우에 기존의 

충돌방지 로토콜은 기존에 읽었던 태그들 때문에 최

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.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

구에서는 인식 차가 주기  는 비주기 으로 반복되는 

경우, 한 인식 차 는 세션 (session)에서 얻어진 태그 

정보를 기억하여 다음 세션에서는 기존에 읽었던 태그들

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출석 부르듯이 호출하

여 충돌 없이 신속히 읽어내고, 태그 교체율이 높아서 출

석에 한 응답율이 낮은 경우에는 바로 랜덤 속모드로 

환하여 나머지 태그들을 읽어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

한다. 

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2장 폴링과 랜덤 속모드

를 통합한 충돌방지 로토콜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

하는 로토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, 마지막으로 결론

을 맺는다. 

2. 폴링과 랜덤 속모드를 통합한 충돌방지 로

토콜

  본 에서는 소개하고자 하는 폴링과 랜덤 속을 통합

한 충돌방지 로토콜의 특징은 폴링 세션을 반복하는 경

우에 인식이력을 활용하여 유사스 쥴링(pseudo-scheduling) 

형태로 기존의 태그 집합을 식별하고 새로운 태그에 해

서는 랜덤 속(random access)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두 

기법의 장 을 결합하 으며 이를 통해 인식 성능을 최

화 한다. 본 로토콜은 Framed Slotted Aloha 계열의 방

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 고, 체 태그 집합에서 그  

일부분만이 새로운 태그로 교체된다고 가정하 다. 그림 

1.과 같이 리더는 폴링모드에서, 인식이력을 바탕으로 출

석 부르듯이 이 의 태그들을 호출하며, 호출에 한 응답

율을 지속 으로 검한다. 호출에 한 응답율이 지정된 

값 ( 를 들어 36%) 이하로 떨어지면  랜덤 속모드로 

환하여 기존의 방식과 같이 나머지 태그들을 읽어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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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 . 태그교체율에 따른 태그인식이력과 랜덤 속 모드 운 모드

    그림 2 . 태그교체율에 한 인식성능(태그 500개)

  

 3.  실험  성능분석

   제안한 로토콜의 성능을 비교분석하기 해 

discrete-event 시뮬 이터를 사용하 다. 시뮬 이션 모델

은 EPC Class 1 Gen 2 기반으로 제안하는 로토콜의 방

식에 맞춰 수정을 하 다. 이상 인 채  조건(에러 없는)

에서 하나의 리더로 1000개의 태그를 인식하 다. 이 실험

에서 성능 조건은 평균 식별 시간으로 모든 태그를 식별

하는데 사용된 slot수이다. 

제안한 로토콜은 태그교체율에 따라 큰 성능의 차이를 

보이는데, 이는 태그의 교체율이 낮을 때, 매우 뛰어난 성

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그림 2를 보면 태그 교체

율이 0 ~ 100% 일 동안 500개의 태그를 인식할 때 사용

하는 슬롯 수를 나타낸다. 태그 교체율이 0%라는 것은 이

 세션의 모든 태그가 그 로 있는 것을 말하고, 반 로 

100%는 이  세션의 모든 태그가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. 

  그림 2를 보면 랜덤 속방식으로만 500개의 태그를 인

식하는 데에 태그 교체율에 계없이 1594개의 슬롯이 사

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.  하지만, 제안한 로토콜은 교

체율이 0~60%일 때, 큰 폭으로 인식성능이 감소했을 뿐 

아니라, 교체율이 100%일 때 1662개 슬롯으로 기존의 랜

덤 속방식보다 4.4%정도만 더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. 

4.  결론

이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의 태그인식시간을 향상시키기 

한 한 방법으로 폴링과 랜덤 속방식을 통합한 충동방지 기법

을 제안하 다. 기본 으로 다른 방식의 속방식이지만, 서로 

결합하여 기능 으로 보안해주고 있다.  실험  성능분석에서

제안한 로토콜이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의 로토콜보다 

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 다. 특히,  태그의 교

체율이 크지 않는 경우, 이 에 인식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

신속히 태그를 인식할 수 있음을 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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